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 안내

              - 방문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견본주택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예약 시 문자 발송)

       당첨자 발표 이후 견본주택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해서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며,(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함) 자격확인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은 추후 문자 

          또는 유선 상으로 개별 안내 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카메라, 전신소독기, 비접촉체온계, 소독발판, 손소독제 등)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등의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별도 안내 예정)

■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내 대표문의(☎1644-0450)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가 많아 

상담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바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사전 예약으로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홈페이지(https://www.prugio.com/house/2021/gwangyang2)로 예약 또는 대표문의 (☎1644-0450)로 가능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은 코로나19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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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발표  및 서류접수, 계약일정 등의 분양일정은 단지별로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RAND
OPEN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계약
1일차

당첨자계약
2일차

당첨자계약
3일차

당첨자계약
4일차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청약
(해당지역)

1순위 청약
(기타지역)

2순위 청약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분양안내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
수

동,라인별
층

구분

해
당
세
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1.05.31 2021.09.10 2021.12.10 2022.05.10 2022.11.10 2023.03.10 2023.07.10

84 166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호

106동 2호

21층
이상

46 45,440,000 272,290,000 - 317,730,000 10,000,000 21,773,000 31,773,000 31,773,000 31,773,000 31,773,000 31,773,000 31,773,000 95,319,000

11-
20층

60 45,120,000 270,420,000 - 315,540,000 10,000,000 21,554,000  31,554,000 31,554,000 31,554,000 31,554,000 31,554,000 31,554,000 94,662,000

5-
10층

36 44,760,000 268,270,000 - 313,030,000 10,000,000 21,303,000 31,303,000 31,303,000 31,303,000 31,303,000 31,303,000 31,303,000 93,909,000

4층 6 43,240,000 259,150,000 - 302,390,000 10,000,000 20,239,000 30,239,000 30,239,000 30,239,000 30,239,000 30,239,000 30,239,000 90,717,000

3층 6 42,700,000 255,930,000 - 298,630,000 10,000,000 19,863,000 29,863,000 29,863,000 29,863,000 29,863,000 29,863,000 29,863,000 89,589,000

2층 6 42,260,000 253,240,000 - 295,500,000 10,000,000 19,55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29,550,000 88,650,000

1층 6 41,760,000 250,300,000 - 292,060,000 10,000,000 19,206,000 29,206,000 29,206,000 29,206,000 29,206,000 29,206,000 29,206,000 87,618,000

117A 320

101동 3호

102동 1,3,4호

103동 1,3,4호

104동 3호

105동 3호

106동 1,3,4호

21층
이상

80 56,745,000 340,250,000 34,025,000 431,020,000 10,000,000 33,102,000 43,102,000 43,102,000 43,102,000 43,102,000 43,102,000 43,102,000 129,306,000

11-
20층

120 56,360,000 337,900,000 33,790,000 428,050,000 10,000,000 32,805,000 42,805,000 42,805,000 42,805,000 42,805,000 42,805,000 42,805,000 128,415,000

5-
10층

72 55,908,000 335,220,000 33,522,000 424,650,000 10,000,000 3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42,465,000 127,395,000

4층 12 54,008,000 323,820,000 32,382,000 410,210,000 10,000,000 31,021,000 41,021,000 41,021,000 41,021,000 41,021,000 41,021,000 41,021,000 123,063,000

3층 12 53,340,000 319,800,000 31,980,000 405,120,000 10,000,000 30,512,000 40,512,000 40,512,000 40,512,000 40,512,000 40,512,000 40,512,000 121,536,000

2층 12 52,775,000 316,450,000 31,645,000 400,870,000 10,000,000 30,087,000 40,087,000 40,087,000 40,087,000 40,087,000 40,087,000 40,087,000 120,261,000

1층 12 52,164,000 312,760,000 31,276,000 396,200,000 10,000,000 2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39,620,000 118,860,000

117B 75

101동 1호

104동 1호

105동 1호

21층
이상

15 56,754,000 340,260,000 34,026,000 431,040,000 10,000,000 33,104,000 43,104,000 43,104,000 43,104,000 43,104,000 43,104,000 43,104,000 129,312,000

11-
20층

30 56,359,000 337,910,000 33,791,000 428,060,000 10,000,000 32,806,000 42,806,000 42,806,000 42,806,000 42,806,000 42,806,000 42,806,000 128,418,000

5-
10층

18 55,917,000 335,230,000 33,523,000 424,670,000 10,000,000 32,467,000 42,467,000 42,467,000 42,467,000 42,467,000 42,467,000 42,467,000 127,401,000

4층 3 54,006,000 323,840,000 32,384,000 410,230,000 10,000,000 31,023,000 41,023,000 41,023,000 41,023,000 41,023,000 41,023,000 41,023,000 123,069,000

3층 3 53,339,000 319,810,000 31,981,000 405,130,000 10,000,000 30,513,000 40,513,000 40,513,000 40,513,000 40,513,000 40,513,000 40,513,000 121,539,000

2층 3 52,785,000 316,450,000 31,645,000 400,880,000 10,000,000 30,088,000 40,088,000 40,088,000 40,088,000 40,088,000 40,088,000 40,088,000 120,264,000

1층 3 52,163,000 312,770,000 31,277,000 396,210,000 10,000,000 29,621,000 39,621,000 39,621,000 39,621,000 39,621,000 39,621,000 39,621,000 118,863,000

129P 4

103동 1호

104동 1호

105동 1호

106동 1호

21층
이상

4 111,572,000 668,980,000 66,898,000 847,450,000 10,000,000 74,745,000 84,745,000 84,745,000 84,745,000 84,745,000 84,745,000 84,745,000 254,235,000

공급위치 : 전남 광양시 황금동 519번지 일원(황금지구 2-2BL)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6개동 총 565세대
[특별공급 총 158세대(일반(기관추천) 16세대, 다자녀가구 83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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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  원)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전기실, 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

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합산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라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별 소유

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세대별 공급금액은 동·호수별로 상이하니 정확한 세대별 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

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

주택
구분

모델
주택형
(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
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01 84.9925 84 84.9925 21.1434 106.1359 43.6650 149.8009 38.24 166 16 24 33 4 11 88 78 3

02 117.1572A 117A 117.1572 28.4241 145.5813 60.1897 205.7710 52.71 320 - 48 - 9 - 57 263 2

03 117.1451B 117B 117.1451 28.4412 145.5863 60.1835 205.7698 52.70 75 - 11 - 2 - 13 62 2

04 129.3702P 129P 129.3702 34.2627 163.6329 66.4642 230.0971 58.21 4 - - - - - - 4 -

16 83 33 15 11 158 407 7

(단위 : ㎡, 세대)공급대상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합산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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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명단은‘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04.21(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일반공급

1순위

2순위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05.03(월) ~ 2021.05.06(목) (4일간)

시간 : 10:00~16:00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

전남 광양시 공영로91(중동 1732-2번지)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기간(특별공급,일반공급) 2021.04.22(목)~05.01(토) (10일간)/시간 : 10:00~16:00

제출장소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주소 : 전남 광양시 공영로91(중동 1732-2번지)/문의 : 1644-0450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는 계약체결 기간 전 상기 일정 내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준비하시어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시기 바람. 

  단, 계약 체결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4.12(월)
(청약홈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2021.04.13(화)

(청약홈 :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기타지역
2021.04.14(수)

(청약홈 : 08:00~17:30)

2순위
2021.04.15(목)

(청약홈 : 08:00~17:30)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1644-0450

자격확인 제출 서류(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

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확인을 받으신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는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금을 납입 후 방문하시면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자

격확인 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을 못할 시에는 당첨자 본인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향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주소변동 사항 및 사유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등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천용(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으로 청약 한 경우(광양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존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
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
외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노부모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세대원 전원 제출대상(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부양가족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부양가족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O 무주택서약서 - 무주택 입증 서류 또는 무주택서약서(견본주택 비치)

O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경우(견본주택 비치)

O
복무확인서

(10년 이상 명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증명서류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특별공급 구비서류’ 참조

일반공급
(가점제,

예비입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동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 발급

O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1.)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미만 공급신청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신분증 및 인감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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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체결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입주 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시
(본인 이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에 한함, 아파트계약 위임용) 및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경남은행 207-0115-5321-09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관리 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 101동 1001호 홍길동인 계약자인 경우‘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미래지구개발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미래지구개발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입주예정일 : 2023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및 기타 등기내용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하여 입주예정일 1~2개월 이전에 실시하며 도장 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ㆍ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주택형에서는 미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주택형 84 117A 117B 129P

발코니 확장 금액 13,400,000 18,000,000 17,700,000 2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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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옵션 선택품목(모든 플러스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

적인 충격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합니다. • 의류관리기는 제품 특성상 사용 시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

장 미선택 시 침실 1개소에 기본형 붙박이장이 설치됩니다. •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침실 사이즈가 변경됩니다. • 의류관리기는 클린존 가구 선택 시 선택가능하며 클린존 가구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129P 타입의 주방 벽/상판 엔지

니어드스톤은 확장 시 제공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김치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빌트인 김치냉장고 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84 타입의 김치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일부 가전제품의 수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실/주방 조명특화 1) 84타입 : 거실 간접 직부 + 거실 다운라이트 + 거실/복도 간접 + 주방 레일 

조명 + 식탁등 + 식탁 간접, 2) 117타입 : 거실 간접 직부 + 거실 다운라이트 + 거실/복도 간접 + 주방 라인 조명 + 식탁팬던트 + 식탁 간접, 3) 129타입 : 거실 간접 직부 + 거실 다운라이트 + 거실/복도 간접 + 주방 라인 조명 + 식탁등 + 식탁 간접

1) 평면옵션 및 특화품목 등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품목 기본형(무상)-1,2안 선택형(유상)-2,3,4안 금 액 비 고

전타입

현관 클린존 수납장
의류관리기

(DF60T8300WL(R) / 삼성전자)
1,270,000

바닥마감재 강마루(전실)

강마루(침실) + 바닥타일(거실)

84 800,000

117A 1,060,000

117B 1,090,000

129P 1,500,000

원목마루(전실)

84 10,870,000

117A 16,320,000

117B 16,190,000

129P 19,050,000

원목마루(침실) + 바닥타일(거실)

84 5,420,000

117A 9,220,000

117A 수납강화형 8,420,000

117B 9,030,000

129P 10,220,000

현관 중문 +  
천장 간접조명

미설치 설치

84 1,790,000

117A 1,790,000

117B 1,860,000

129P 1,790,000

침실2, 3 매립형 붙박이장
기본형

붙박이장 
매립형 

붙박이장 

84 730,000

117A 1,020,000

117B 1,070,000

129P 1,020,000

84 거실/주방 프리미엄 패키지
거실/주방 기본조명

+ 주방 벽타일 + 인조대리석상판
거실/주방 조명특화 1)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84 3,890,000

117 거실/주방 프리미엄 패키지
거실/주방 기본조명 + 주방 벽타일

+ 인조대리석상판
거실/주방 조명특화 2)

+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
117A,B 4,790,000

84 드레스룸 고급화 봉타입 시스템선반 + 가구도어
드레스룸 확대 + 벽판넬 시스템선반

+ 유리슬라이딩도어 + 조명특화
84 3,030,000

117A 침실4 평면옵션 침실4

수납강화형
침실4 삭제, 현관팬트리

+ 신발장 + 클린존 수납증대
117A 2,420,000

서재형
- 현관팬트리 축소, 유리슬라이딩도어

117A 1,210,000

117B 침실4 서재형 목창호 유리슬라이딩도어 117B 1,940,000

117,129P 드레스룸 고급화

봉타입 시스템선반 벽판넬 시스템선반
117A 890,000

117B 980,000

봉타입 시스템선반
+ 가구도어

벽판넬 시스템선반 + 유리슬라이딩도어
+ 조명특화

129P 2,870,000

전타입 김치냉장고장
수납장

- 전타입 무상
김치냉장고장

117, 129P 침실1 붙박이장 미설치 설치 117, 129P 2,660,000

129P 거실/주방 조명특화 거실/주방 기본조명 거실/주방 조명특화 3) 129P 2,85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침실1)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

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

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

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

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117A타

입‘선택 3’은 평면옵션 중‘수납강화형’ 선택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침실1,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2)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일반형 공기청정형 제조사 비고

84
선택 1 거실 + 침실1 3,200,000 3,800,000

삼성전자

실내기 2대

선택 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5,800,000 7,000,000 실내기 4대

117A

선택 1 거실 + 주방 + 침실1 4,600,000 5,5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600,000 10,400,000 실내기 6대

선택 3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평면옵션 중‘수납강화형’선택 시)

7,400,000 8,900,000 실내기 5대

117B
선택 1 거실 + 주방 + 침실1 4,600,000 5,5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600,000 10,400,000 실내기 6대

129P
선택 1 거실 + 주방 + 침실1 4,700,000 5,600,000 실내기 3대

선택 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8,700,000 10,500,000 실내기 6대

3)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

타입 품목 제조사 옵션선택 모 델 명 금 액 비 고

전타입

전기쿡탑 삼성전자
인덕션2구 + 하이라이트1구 NZ63T5601AK 650,000

택1
인덕션3구 NZ63T6707MR 950,000

전기오븐 삼성전자
일반형 HSB-N361B 450,000

택1
고급형 NQ50H5533KS 750,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일반형 DW60T7065SS 920,000

택1
고급형(비스포크) DW60T8075FG 1,200,000

드레스룸 제습기 코스텔 - CDD-600B 650,000 -

에어브러시 그렉스 - DSC-300 220,000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삼성전자
일반형 BRS665040SR 5,400,000

택1
디스펜서형 BRS655140SR 6,9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 - RQ22K5L(R)01EC 1,200,000 -

• 마이너스옵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 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하츠, SSGC-3605SABH)이 설치됩니다.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빌트인김치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김치냉

장고 옵션 선택 시 도어 열림 방향은 평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 상부장이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브러시는 본체에 설치된 종이주머니에 흡입물이 쌓이는 방식

으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 주기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전기/통신단자

함 등의 설치위치, 설치수량, 제품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별도 계약품

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급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

다. •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는 결정하셔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가격은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중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은 실별·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계약으로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계 좌 구 분  은 행 명 납 부 계 좌 예 금 주 비고

계약금 경남은행 207-0115-5334-01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무통장 입금 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 홍길동)

잔금 경남은행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1644-0450



※ 상기 단지 배치도,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의 외부공조설비, 옥탑부위 등은 표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차선, 폭, 선형 등은 향후 상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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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1644-0450

총 565세대
75세대 117㎡B84㎡ 166세대

320세대117㎡A 4세대 1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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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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